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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모바일광고 산업이 많이 발전되었고 모바일광고의 종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모바
일게임에서도 많은 개발자가 무료게임을 출시하고 광고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업체의 SDK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내고 있다. 모바일 IGA는 배너, 전면광고, 전면 비디오광고 3가지의 형태로 광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광고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많은 게임이 전면광고와 전면 비디오광고를 이용하지만 이러한 광고 수익모델 방식은 
유저들의 게임플레이 시간을 일부 사용하는 광고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3

가지의 광고 수익모델을 분석하여 해당 요소를 찾고,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광고의 융복합 수익
모델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수익모델, 모바일게임 광고, 모바일게임, 모바일게임 수익, 애드몹, IGA, 융복합

Abstract  Smartphone is popularized, it is a lot of development of the mobile advertising industry, is born 
many types of mobile advertising. Many developers in the mobile game is the advertised profitable by using 
the SDK of service companies that service the advertising the launch of free games. Mobile IGA banner, front 
advertising, we use the ad in the three forms of the front video advertising, each of advertising, ha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lthough many of the games currently use a full-page ad and front video ads, 
these ads profitable model is use the user game play time. In order to improve the disadvantage of this 
method, Commonly used to analyze the three ad revenue model, looking for the element, by using the research 
result of the previous studies, we have proposed a new advertising Convergence profitabl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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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이 화되면서 구  이스토어, 애  앱

스토어 등 여러 오  마켓에 많은 장르의 게임들이 개발

되면서 2014년 1분기 오  마켓에 등 이 분류된 것이 

복 포함 110,632건이나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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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유니티라는 게임 개발 엔진이 

나와서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엔진이 개발되면서 게임기획만 하던 

게임기획자, 그림만 그리던 그래픽 출신의 개발자들이 

유니티를 이용해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

었다. 인디게임 제작사나 1인 개발로 게임을 개발하기 쉬

운 유니티로 만든 게임의 등록수도 오  마켓에 등록한 

게임  20%～30% 정도 된다[2] 오  마켓에 등록한 게

임은 첫 번째 무료와 유료로 나뉘어 게임을 등록하게 된

다. 유료로 등록할 경우에는 마켓 등록된 게임을 다운로

드 할 때 수익을 발생하며 무료로 등록할 경우에는 모바

일 안에 고를 넣거나 결제모듈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게임 안에서 고는 무료 게임에서 쉽게 수익

을 올릴 방법으로 재 모바일 고 시장은 지속 인 성

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4년도 모바일 고 시장 규모

가 2011년도에 비해서 982% 성장을 보인 분야로 많은 성

장을 한 시장이다[3,4].

무료 게임에서 결제모듈을 제외한 수익으로 ADMOB

과 같이 고하는 SDK1)를 붙여 CPC2)(Cost Per Click)

나 CPM3)(Cost Per Mille)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형태로 배 고, 면 고, 리치미디어, 네

이티  고, 비디오 고 등 여러 가지의 형태로 고 

종류들이 있다[5].

하지만 재 모바일 무료게임에서 면 고와 면 

비디오 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게임을 이 하

는 에 고페이지가 나타나서 유 가 게임을 하는 시

간을 일부 소모하게 된다. 유 가 이하면서 시간을 

일부 소모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유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조 의 시간으로 보상을 얻기 때문에 조 의 거

리낌은 어드는 효과가 있다[6]. 하지만 게임을 하는 

간에 나타나는 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흐름이 

끊기는 단 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서 본 논문에서 모바일게임 고에 쓰이는 여러 가지 

고들의 요소를 알아보고 단 을 보완한 새로운 고 수

1) SDK : 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2) CPC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주의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의 일종

3) CPM : 광고 비용을 측정하는 모델의 한 종류로 1,000회 광
고를 노출시키는 데 사용 된 비용을 의미한다. 광고 단가 / 
광고 노출 횟수 X 1,000으로 계산한다.

익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광고의 개념

모바일 고란 스마트폰을 통해 노출되는 고를 뜻하

며 고물과 련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유 들에게 보여

으로써 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고객에

게만 고가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는 휴 용 기기를 

통하여 어떠한 제약 없이 문자, 음성, 동 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내용 달이 가능한 모바일 수단이다.

2.2 모바일 광고의 특징

모바일 고는 반응성과 즉시성이 높은 형태의 고

로 웹사이트 고와 많은 유사 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

어 왔다[7]. 

모바일 고는 웹사이트 고와 비교할 때 개인화된 

메시지를 달하는 데 유리하다는 , 시간, 치와 같은 

유  맥락을 고려하여 최 화된 메시지를 노출 시킬 수 

있다는 의 장 을 가지고 있다[8,9]. 

모바일 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바일 고만이 가

지고 있는 차별화된 구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무선 인

터넷 기반의 모바일 고는 치기반, 개인, 상호작용이라

는 장 을 가지고 있다[10,11,12]. 

모바일 고는 꾸 한 성장과 발 을 통하여 우리 주

변의 매체들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변화시켰으며, 기존에 

개별 으로 존재하 던 매체들을 융합시키거나 새롭게 

매체 역을 만들어낸 ‘뉴미디어’라는 것을 구축하 다. 

그 에서도 특히 모바일 역에 포함되는 뉴미디어 매체

들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13].

2.3 IGA (In Game AD)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사용했던 고 방식으로 재 

모바일 무료게임이 수익을 내기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를 게임 내 고(이하 IGA라고 칭함)라고 한다. [Fig. 

1]을 보면 게임화면 아래에 Admob이라는 SDK를 붙이

면 게임 내에서 일정 화면을 고하는 배 가 나타나고 

나타난 배 에 IGA를 하는 서비스로 재 안드로이드에

서는 애드몹4)(Admob)이라는 표 인 서비스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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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무료게임의 유  유입 성을 이용해 고수익

을 내기 해서 사용하는 수익방식이다.

[Fig. 1] Advertising method using the Admob of 
game

모바일 고에서 사용하는 고의 종류는 배 고, 

면 고, 리치미디어, 면 비디오 고, 푸시 고, 리워

드형 고가 존재한다[5]. 이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의 종류는 배 고, 면 고, 면 비디오

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배  고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 화면 내에 볼 수 있

는 모양의 고를 말한다. 모바일 유 가 속히 늘어나

면서 모바일 게임 유 들에게 노출되기 한 고의 형

태이다.

2010년도에 국내 스마트폰 도입 후 2012년까지 메조

미디어와 엠 인은 스마트폰 유  1,838명을 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고 효과 측정’에 한 패  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  85.8%가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 노출되

는 모바일 고를 클릭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4].

디지털 고 솔루션 업체 미디어마인드(MediaMind)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북미 지역의 모바일 배  클릭

률(CTR5))은0.61%로 PC 온라인 배 (0.07%)의 8배에 달

4) Admob(애드몹) : 구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이용한 게임내 
일부화면을 광고 페이지로 지정해 광고해준 것에 대한 수익
을 나눠주는 방식의 서비스

5) Click Through Rate : 노출된 광고 중에서 실제 클릭을 하여 
링크된 사이트로 이동한 횟수 비율

하는 것으로 조사 다[15].

[Fig. 2] Banner in the game

면 고는 모바일 고 랫폼 업체 “인모비” 창립

자인 나빈 티와리가 최근 국 베이징에서 열린 로벌 

모바일 인터넷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배 로는 모바일 

고 시장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고 네이티  고를 

언 하 다. 네이티  고는 모바일 앱의 일부인 것 같

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고 형식이다. 배  

고보다 효율성이 4∼5배 높다고 한다[16]. 

네이티  고는 게임에서는 면에 고하는 방식으

로 배 를 늘려놓은 형태로 [Fig. 3]과 같은 형태를 지니

고 있다.

면 비디오 고는 면 고의 형태에서 개발자들

이 좀 더 고 수익률이 높은 형태의 고 방식으로 유

가 면 고와 같은 형태로 고를 일정 시간 강제로 시

청하고 난 뒤에 페이지를 종료할 수 있는 방식의 고 수

익 모델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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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ll page AD in the game

[Fig. 4] Full page video AD in the game

3. 수익모델 제안

3.1 모바일게임의 IGA 요소분석

IGA의 고들이 가지는 특징 들을 비교하면 노출 빈

도, 고인식율, 유  시간 소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배  고는 게임 화면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 하는 

고로 고의 노출 빈도는 높으나 노출 빈도에 비해서 

고 인식률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유 가 터치하는 곳에 치하지 않는다면 고로 인해서 

유 가 게임 외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18].

AD

Type

Exposure 

frequency

AD

Recognition
Time-consuming

Baner

AD
High Low Low

<Table 1> Element analysis of existing IGA
           (Baner)

INMOBI 회사에서 면 고와 뒤에 나올 면 비디오 

고의 경우 배 고보다 상 으로 eCPM6) 지수가 

높게 나왔으며 면 비디오 고 한 고정된 면 고

보다 3배 높은 eCPM을 달성하 다고 한다[19]. 

면 고는 게임의 체 화면을 가리면서 나타나는 

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분 게임에서 특정 패턴에만 

노출되기 때문에 노출 빈도는 보통이며 고 인식률은 

게임을 가린 상태에서 고하기 때문에 보통 정도이며 

고 인식률은 배  고보다 높은 보통이다. 하지만 게

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씩 로딩되는 페이지 때문에 게

임을 일정 부분 방해를 받고 약간의 시간이 소모된다.

AD

Type

Exposure 

frequency

AD

Recognition
Time-consuming

Full Paper 

AD
Normal Normal Normal

<Table 2> Element analysis of existing IGA 
           (Full Paper AD)

면 비디오 고의 경우 자주 노출되지 않지만 비디

오 고의 특징  일정 시간을 비디오 고를 보게 된다. 

이런 에서 고 인식률은 기존의 2가지의 고보다는 

높으며 유 가 게임 외 사용하는 시간 소비도 많다.

AD

Type

Exposure 

frequency

AD

Recognition
Time-consuming

Full 

Paper

Video

AD

Normal High High

<Table 3> Element analysis of existing IGA 
           (Full Paper Video AD)

3.2 새로운 형태의 광고 수익모델 제안

<Table 1, 2, 3>에서 기존의 고 종류들의 특징에서 

주의 깊게 야 하는 부분은 고인식률과 시간 소비 부

6) eCPM : 노출당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의 예측 값
http://adsense.blogspot.kr/2006/02/ecpm-what-exactly-is-th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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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면 비디오 고의 경우 고인식률은 높아 

고의 효과는 있지만 3번째 요소인 시간 소비 부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배  고는 시간 소

비는 낮지만, 고 인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2가지의 요소 부분을 토 로 새롭게 제안할 고 수익모

델은 고 인식률도 높으면서 시간 소비를 인 특징을 

가지도록 제시하려고 한다. 

신규로 제안하는 모바일게임 고 수익모델은 IGA의 

요소에 맞춰 용하면 <Table 4>와 같이 된다.

 

AD

Type

Exposure 

frequency

AD

Recognition
Time-consuming

New AD 

profitable 

model

High High Low

<Table 4> Element analysis of existing IGA 
           (New AD profitable model)

의 요소를 맞춰 장단 을 보완한 제안 모델의 모형

은 [Fig. 5]와 같다.

[Fig. 5] New AD profitable model in the model

유 에게 보상을 주는 면 비디오 고 같은 경우 여

러 게임에서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신규 고수익 모델도 면 비디오 고와 같이 보상을 

제공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여서 유 가 소비하는 

시간이 따로 없는 융합형 고이다. 

고를 게임과 융합한 형태는 따로 고페이지를 가

지지 않고 게임 내 남는 공간에 고를 삽입하는 방식으

로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 PPL7)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고를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에서 다양한 방식으

로 고할 수 있는 SDK를 제작하여 지원한다면 특정 

고주만이 아닌 서비스 양식을 맞춘 모든 고주의 고

가 게임 내에서 다양하게 <Table 4>를 만족하는 요소를 

갖추게 될 것이다. 신 인모비(2014)의 내용  게임이 

잠시 멈추는 순간에 맞춰 노출되는 면 고가 게임에서 

가장 효과 으로 수익을 올린 고형태라는 결과가 나왔

으며 고가 게임 이에 향을 주지 않는 범 에서 

효과가 좋다는 에서 보상은 단일 인 보상이 아닌 지

속 인 보상으로 주어지도록 한다[19]. 한, 선행 연구에

서 고 회피에 한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 정리하 고 

고 침입성을 비자발 인 침입성과 자발 인 침입성으

로 나뉘었을 때 비자발  침입성은 고의 주목도를 

하 시킨다는 것을 입증하 다[20,21,22,23].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 로 본 논문의 제안에서 새로운 모델 형태의 

고는 게임과 고의 융합으로 인한 고형태에 한 

보상이 주어지지만 고의 형태가 비자발 인 고가 될 

수 있고 게임의 이에도 향을  수 있어서 새롭게 

제안하는 고 수익모델을 정지하는 설정을 넣어 고를 

기존에 사용하는 고들로 환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신규 광고 수익모델 예시

게임 내 남는 공간, 시간에 고를 삽입한다고 했을 때 

게임컨셉에 따라서 다르게 용될 수 있지만, 우선 용

되는 부분을 배경과 오 젝트로 나뉘어 용 시를 들

었으며 배경 부분에서 용될 부분을 를 들면 게이지, 

로딩 페이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Fig. 6] Examples of advertisements to be 
applied to the background

[Fig. 6]의 구성 내용을 용하면 [Fig. 7]과 같이 용

될 수 있다.

7) PPL :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영상산업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정교해지면서 영화, 드라마 등에 자사의 특정 제품을 등장시켜 
홍보하는 것[네이버 지식백과] PPL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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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pply the AD in the background example

오 젝트 부분에서 를 들면 말풍선 외 다른 오 젝

트에서도 용이 가능할 수 있다. 

[Fig. 8] Examples of advertisements to be applied
to the Object

[Fig. 8]의 구성 내용을 재 서비스 인 “던 에어서

와”의 마을을 돌아다니는 NPC, “포션메이커“의 넣는다

냥의 기능과 같이 특수 이벤트 오 젝트, ”내꿈은정직원

“의 일하는 인 NPC의 말풍선 오 젝트 부분에 고를 

용 시켜보면 [Fig. 9]와 같이 용될 수 있다.

[Fig. 9] Apply the AD in the Object example

4. 결론 및 한계점

모바일 고 분야는 지속 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스마트폰 보 률이 PC 보 률을 넘어

섰으며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낸

다[24].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2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기능이 게임으로 조사 되었으며 모바일게임에서의 

고도 좋은 시장이라고 단이 된다[25]. 재 많은 무

료 게임 개발자들이 고를 서비스하는 업체의 SDK를 

이용해 자신의 게임에 고를 붙여 게임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고로 수익을 내는 모바일 

게임들의 IGA를 알아보고 IGA들의 특징과 요소들을 분

석하고 요소들의 특징을 모바일 고와 선행 논문들의 

결과를 이용해 새로운 고 수익모델을 제안하 다. 제

안한 모델은 용된다면 면 고의 고 인식률의 장

과 노출빈도를 늘리더라도 유 의 주목도가 높아지며 

게임을 하면서 불필요한 고시간 소모가 어들 것으로 

상한다. 하지만 제안한 수익모델은 실제로 용된 사

례가 없고 실제로 용된다면 얼마만큼의 수치 인 효과

를 가져 올지 알 수 없어 본 제안한 논문의 한계 은 분

명히 존재한다. 

향후 같은 게임을 기존의 모바일게임 고 수익모델

에서 얻을 수 있는 eCPM 수치와 제안한 모바일게임 

고 수익모델을 eCPM 수치를 얻어 실질 으로 수익에 

련된 수치 인 효과를 입증하고, 고방식에 설정을 넣

어 선택할 때, 실제로 이하는 유 들의 고방식 선

택에 한 데이터를 비교해 게임 유 들은 어떤 고 방

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한 수치 인 조사에 해 연구

를 하여 구체 으로 모바일 게임 신규 고 수익 모델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해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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